첫머리
평성7년（1995년）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재해로 인해, 우리는 도시직하형 지
진의 공포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저희 스이타시에도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
난, 평성23년（2011년）3월 11일, 매그니튜드9.0의 거대한 해구형 지진으로 인해 동일본 대지진재
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재해는, 대규모지진과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겹쳐
져서, 전대미문의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대재해로, 지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태풍・호우와 같은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이나 재
산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역방재계획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
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공시설의 내진화 또는 비상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의 비축 등, 연차적으로 방재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평상
시에도 충실히 대비를 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
서,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재 핸드북 」은, 재해 대비를 위한 준비사항과 재해 발생시의 대처방법을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평소에도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셔서, 자녀분들도 같이 온가족이 피난장소 등을 확인한
다든지, 지역주민들과 방재에 대해 의논하실 적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성 30 년（2018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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